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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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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비전 1. 회사개요

Mission Vision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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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킨 촉매제는 IT기술 발전 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기업은 기업의 형태를 디지털화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영속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든티앤에스는 지난 10년간 축적해 온 기술력과 사업 수행 능력을 기반으로 “최고의 기업 디지털화 솔루션 전문 기업” 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회 사 명 이든티앤에스

회사설립일 2009년 4월 27일

대 표 이 사 김연기

직 원 수 147명 (기술인력 약 67%, 2021년 기준)

자 본 금 915,660 천원 (FY 2021 결산 기준)

년 매 출 액 46,863 백만원 (FY 2021 결산 기준)

본사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4, 4층

주 요 인 증

사 업 분 야

⚫ 비즈니스솔루션

1. 회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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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

회사는 그룹과 사업부 조직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DT(디지털 기술)과 IT(정보기술)의 두 축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기업의 Digital Transformation을 위한 가장 앞서가는 기술 솔루션 개발 및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 가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회사개요

대표이사

DT 솔루션그룹 IT 솔루션그룹

전략고객
사업본부

IT인프라
사업본부

기술연구소

네트워크
사업부

클라우드
서비스본부

경영기획실

기획
전략부

경영
지원부

디지털
영업본부

디지털
사업본부

DT
사업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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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line

2009 2010 2011 2012

2016 2015 2013

2017 2018 2019 2020~

• 4월 27일 ㈜ 이든티앤에스 설립 • HP Business Partner 선정 • 기술보증기금 벤쳐기업확인 취득
• HP Platinum Partner 선정

• Vmware, Lexmark Partner 선정

• HPE Global Top Platinum Partner 수상

• HP Technology Services Regional 

Growth Aware 수상

• 매출 200억 돌파 및 외감기관 지정

• 부설 연구소로 승격 인가

• HP T1파트너 계약 체결

• 특허 출원 등록 (멀티 브라우저 검색 기능)

• HP Networking Best Partner 수상

• 부설 연구부서 신설

• 더존 비즈온 투자 유치 (10.84%)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 BlueCoat Business Partnership 체결

• 기술보증기금 벤쳐기업 인증 재 취득

• 매출 100억 돌파 (119억 달성)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 HPE Top Storage Partner 수상

• Nice평가정보 “기술평가우수기업” 인증

• 매출 400억 달성

• 마이크로데이터센터

E2D2 및 RPA “웍트로닉스” 출시

• HP High Achievers 수상

• HPE 아시아태평양지역

Reseller of the Year 수상

• Lenovo Top Sales

Growth of the Year 수상

• 이든티앤에스 김연기 대표이사 산업포장 수상

• HPE PointNext

Best Installed Base Reseller 수상

• RPA 솔루션 “웍트로닉스“ GS인증 1등급 획득

• NICE평가정보 “기술평가우수기업“ 인증

• 유무선 통합 인증 솔루션 AirFront 조달 등록

• Huion Korea와

공식수입 및 판매사 계약 체결

• 9년 연속 HPE Platinum Partner

2014

1. 회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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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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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영역

이든티앤에스는 최고의 IT인프라 솔루션 전문 기업을 넘어 이제 최고의 비즈니스 & IT 디지털 플랫폼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에서 필요로 하는 IT 인프라 솔루션의 모든 영역

에서 자체 개발 솔루션 및 비즈니스 파트너의 솔루션을 통합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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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A솔루션 - Worktronics

웹 기반의 SaaS RPA 플랫폼

사용자 친화적이고 쉽게 현업사용자가 직접 구현 가능

RPA와 최적의 궁합을 가질 수 있는 AI 기술 내재화

컴팩트하고 빠른 실행이 가능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Cloud On-Premises

Discover Design Run Ma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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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Capture WT Designer WT Manager

Task Mining
Design by Task 

Capture
OCR Analytics

Marketplace AI Center
Document 

Understanding

WT Bot Engine

Process Mining

웹 기반의
프로세스 설계

프로세스 구현 및
데이터 저장

스케쥴링 / 모니터링 / 
프로세스 관리

문자인식 및 영상인식

Chatbot – 대화형

Rule Engine Based on AI

Work 
Designer

Work 
Manager

Work Bot

프
로
세
스
마
이
닝
/

저
장
및
분
석

2. 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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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A솔루션 - Worktronics 2. 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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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솔루션 –Market Manager, eSLM 2. 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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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포탈 - ECP 2. 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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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ernetes 데이터센터솔루션

▪ 당사의 ECP V2.0과 E2D2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 역량을 통합한 제품

▪ 사전 설치형 Appliance 제품으로, 고객사 요구사항에 맞춰 환경 설정까지 단 3일이면 즉시 사용 가능

▪ Kubernetes 기반의 Container/Docker 구현으로 Hybrid Cloud, Edge computing 및 MSA 실현 가능

▪ Facility, HW 및 SW 그리고 Kubernetes 플랫폼에 대한 일관형 운영 모니터링 솔루션 제공

2. 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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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인프라공급및구축

이든티앤에스는 가장 최신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IT인프라 시스템을 최고의 서비스 가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최적의 비용에 구축해 드립니다. 특히, HCI (Hyper  

Infrastructure), Hybrid-Cloud Architecture, Big Data 및 IoT 환경 구축을 고려하는 기업을 위해 최적의 아키텍처와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기술 기업입니다.

2. 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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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인프라공급및구축

이든티앤에스는 고객사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단/설계/구축/운영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제품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설계, 구현, 운영 능력을 보유하여 IoT 시대에 가장 적합한 기술 파트너 입니다.

2. 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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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가상화/VDI 시스템구축

서버 및 Desktop가상화(망분리)는 이제 보편적 IT인프라 구현 기술이 되었습니다. VMware, KVM등을 통한 IT인프라 가상화 분야에서 일반 기업 및 공공기관을 위한 구축, 운영, 기술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특급 및 고급 엔지니어를 통한 고객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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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시스템구축

이든티앤에스는 클라우드 시스템의 기본 바탕이 되는 인프라부터 클라우드 포탈까지 클라우드 시스템 전반의 포트폴리오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클라우드 시스템을 제안하고 제공, 구축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Private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Public 클라우드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이든티앤에스 자체 클라우드 포탈 솔루션을 통해 기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할 수 있습니다.

2. 사업 분야

Tanzu

vRealize

vCloud

v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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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솔루션공급및서비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가치와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은 높아졌으나,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의 용량과 클라우드 컴퓨팅 등 한층 복잡해진 IT 인프라로 인하여 데이터를 잃을

수 있는 위험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이든티앤에스는 보안 및 백업 기술력을 가진 국내외 솔루션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정보 인프라, 데이터 그리고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다수의 고객사 컨설팅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보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사업 분야

Security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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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서비스사업 – Eden TCS, ITO, IMS

이든티앤에스가 보유한 기술 분야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통합유지보수 서비스 및 IT운영 아웃소싱 서비스 분야에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신뢰성 있는 서비스 품질로 인해 장기 계약 연장

고객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이 가장 훌륭한 영업”이라는 철학을 기초로 고객께서 언제나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기술 서비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2. 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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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C 서비스 - EUC(End-User Computing) Service

이든티앤에스는 도래하는 BYOD (Bring Your Own Device)시대를 준비하고자 VDI 컨설팅, 구축, 운영,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EDEN EUCS (End-User Computing Service)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컨설팅 경험을 보유한 최고의 컨설턴트들이 One-Stop서비스를 통해

비용 최적화된 End-User 장비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사업 분야

End-User Computing



03
수상및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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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내역

이든티앤에스는 대외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인증 및 기업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보유한 기술력을 지적 자산화 하기 위한 연구 개발 및 특허, 저작권 확보 등의 노력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수상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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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인증및지적재산권현황

이든티앤에스는 대외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인증 및 기업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보유한 기술력을 지적 자산화 하기 위한 연구 개발 및 특허, 저작권 확보 등의 노력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수상 및 인증

24



04
파트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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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쉽

이든티앤에스는 글로벌 IT솔루션 기업의 한국내 최고의 비즈니스 및 기술 협력 파트너 입니다. 기술 요소별 가장 적합한 솔루션 기업과 파트너쉽을 맺고 기업 고객께 최적의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4. 파트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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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고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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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고객사 5. 주요 고객 현황



06
사업실적및보도자료



30

주요수행사업

국내 주요기업들의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로서, 디지털화 솔루션 및 ICT 솔루션 공급 및 구축, 기술지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명 고객사

카드 프로세싱 RPA 도입 사업 우리카드

현대카드 RPA기반 업무자동화(4차) 현대카드

RPA 도입 사업 한전KPS

CJ ENM RPA 2차 확산 및 운영 사업 CJ ENM

CJ 푸드빌 RPA 시스템 운영 CJ 푸드빌

업무자동화(RPA) 시스템 구축 사업 한국서부발전

RPA 운영 사업 KB생명

하나생명 RPA 3차 확산 사업 KEB생명

RPA 적용 업무 개발(뉴스, OCR) 중소기업 중앙회

HRP 본부 업무개선 RPA 도입 사업 더존비즈온

더존 위하고(Wehago) RPA 플랫폼

플러그인 사업
더존비즈온

디지털솔루션사업분야 11대주요사업

사업명 고객사

클라우드 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더존비즈온

U-cloud 인프라 구축 사업 LG그룹

전국 지점망 구축 사업 MG새마을 금고

DB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사업 홈앤쇼핑

디지털공제시스템(노란우산) 구축 사업 중소기업중앙회

LG화학 클라우드 PC 증설 사업 LG화학

KBS방송국 전국 와이파이 구축 사업 KT

KCTV UHD 인프라 구축 사업 제주방송

CJ푸드빌 인프라 개선 사업 CJ푸드빌

N-cloud 구축사업 나이스홀딩스

ICT 솔루션사업분야 10대주요사업

6. 사업실적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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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현황 6. 사업실적 및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62길 14, 4층

대표전화 : 02-785-0700

Fax : 02-785-0750

www.edentns.com

Thank You

기업 디지털화 솔루션 전문기업 이든티앤에스

http://www.edentns.com/

